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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포털사이트 선호 유형을 Q 방법론을 통해 탐색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학술논문  매체의 보도내용의 고찰과 노인  노인 정보 교육 담당자들과의 면 을 통해 마련한 35

개의 Q 표본과 65세 이상 노인 29명으로 구성된 P 표본에 한 PC QUANL에 의한 분석결과, 노인의 포털사

이트 선호 유형은 1) 보편성, 성 추구형, 2) 개인의 심사  흥미 추구형, 3) 사회  계 추구형, 4) 편

리성 추구형의 4가지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선호 유형별 특성을 제시하고, 이를 기 로 노인의 포

털사이트 활용 증진방안에 한 논의를 진행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classify the types of portal sites' preferences among korean elderly in Korea by 

using the Q-methodology. 35 q-samples were adop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with elderly and staff in charge of 

information education for the elderly. As results, types of portal sites' preferences among Korean elderly were categorized into 

four: 1) universality and popularity, 2) personal interests, 3) social relationship, and 4) convenience. This study also explored 

attributes of each type of perception and delivered implication to prepare and improve better portal sites for the elderly and finally 

help them use portal site more effectively and enhance thei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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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2000년에 체 인구 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7%를 과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과하는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과하는 ‘ 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어들 것으로 측된다[1][2]. 이러한 인

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노인

의 신체  건강 문제,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로 

인한 경제  빈곤 문제, 그리고 세  간 단 과 갈등 

등의 심리사회  문제에 한 사회  심이 증 되

고 있으며, 이에 한 응방안이 다각 으로 논의되

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한국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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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규정짓는  다른 특징으로는 정보화를 들 수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기를 통한 정보의 수집, 가공, 

활용을 포 하는 정보화는 의사소통의 수단, 정보획득

의 수단, 직  행 의 수단으로써 요한 의미를 지

니며, 이러한 정보화의 효용으로 인해 사회구성원의 

정보 활용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꾸 히 

진행되고 있다[3][4][5]. 이러한 정보화 노력은 민간부

문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자정부를 표방하며 꾸

히 개되고 있다[6].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7년말 

기 으로 만 6세 이상의 인구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체 국민의 7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만 6세 이상  10 의 인

구 에서 99.0%, 20  인구 에서 99.3%, 30  인

구 에서 96.5%, 40 의 인구 에서 79.2%, 50 의 

인구 에서 46.5%, 그리고 60세 이상 인구 에서 

17.6%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7]. 

상기한 통계치는 정보화 사회의 속한 진 에도 

불구하고, 상 으로 정보통신기기의 이용경험이 

었던 , 장년층이 고령화되어, 고령층에서 정보 근 

 활용도가 조하다는 , 즉 연령 간 정보소외,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당면한 정보격차의 문

제를 완화하고 이들이 정보사회의 혜택을 십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인터넷 

속 시에 일반 으로 가장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고, 

각 사이트간의 문역할을 하는 포털사이트[9]에 한 

노인의 선호 유형을 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탐색

하고자 한다. 

선행된 (포털)사이트 (선호) 련 연구는 연구자가 

선정한 조작  정의에 의해 연구 상자의 행태나 태

도가 결정되고 제한되는 R 방법론에 의한 것이 주종

을 이루고 있어, 연구자의 조작에 좌우되지 않고, 연

구 상자의 주  인식이나 자율  결정을 충분히 

탐색하고 악하여, 함의를 달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닌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포털사이트 

선호와 같은 개인의 주  인식  인지 구조를 

악하고 유형화하는데 장 을 지니는 Q 방법론을 통

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포털사이트 

선호 유형을 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에서

는 개인이 내면에 지니는 태도, 감정, 인식, 이해 등의 

주 인 면을 객 으로 표 하고, 동질 인 하 집

단을 구성하고, 각 집단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과 각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는데 장 을 지니는 Q 방법론

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Q 방법론에 입각해 

Q 표본  P 표본의 추출  선정, Q 분류, 분석방법 

등 일련의 연구과정에 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Q 방법론은 특정항목에 한 

개인 간 차이(inter-individual significance) 보다는 한 

개인내에서 각 항목들이 지니는 요성

(intra-individual significance)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연구 상 모집단(P population)으로부터 추출한 P 표

본에게 자극항목의 집단(Q population)으로부터 추출

한 Q 표본의 분류를 통해 수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피험자 보단 피험자가 응답한 진술문

을 개념화하는 것이 요하다[11]. 

2.2. Q 표본

노인의 포털사이트 선호에 한 주  인식을 

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호 

련 국내외 문헌  매체의 보도내용 고찰, 그리

고 5인의 노인  2인의 노인 정보 교육 담당자들과

의 면  등을 기 로 80여개의 Q 모집단을 추출하

다. 선행연구에서는 포털지원 서비스에 한 타당성, 

신뢰성, 편리성, 정보 제공성, 컨텐츠의 다양성, 부가

서비스 정도, 정보의 포 성, 문성, 오락성, 상호 작

용성, 시각  요소, 고객서비스, 사  정보보호, 문제 

해결성, 보안성, 타인추천, 연결의 안정성, 정보 달 

기반의 무결성, 사이트  운 주체의  인지도 

 명성, 충성도, 정보 함유량, 사이트 이미지, 유용성, 

업데이트 수 , 고정도 등이 (포털)사이트 선호요인

으로 제시되었다[3,12-39].

이러한 문헌과 노인  노인 정보 교육 담당자들과

의 면 에서 얻은 모집단  컴퓨터 공학 공 교수 

1인, 노인 정보 교육 담당자 1인의 자문, 그리고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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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인을 상으로 한 비조사(pilot study)과정을 

통해, 조사 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 으로 수정하

고, 복된 진술문은 삭제하고, 구체화 할 진술문은 

구분하여, 최종 으로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35개의 진술문(Q statement)을 본 연구의 Q 표본으로 

선정 본 연구에 활용하 다.

표 1. Q 표본
Table 1. Q sample

번호  진술문(statement)

1 개인신상에 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 사이트운  기업의 이미지가 좋다.

3 익명성이 보장된다. 

4 이용자의 피해 발생시 구제 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5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6 씨를 읽기 편리하다. 

7 서버연결이 원활하다. 

8 다른 매체와의 연계가 원활하다. 

9 도메인주소가 쉽다.

10 회원가입 차가 간소하다. 

11 메뉴의 배치가 편리하다.

12 배 고가 다.

13 기 화면의 디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었다.

14 검색서비스 사용이 편리하다.

15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이 용이하다.

16 오 라인활동과의 연계가 원활하다.

17 질의에 한 응답이 신속하다.

18 직, 간 인 사회공헌활동을 가능  한다. 

19 세  간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다.

20 친지 는 동료들이 사용한다.

21 본인의 심사와 내용이 일치한다.

22 서비스 이용료가 무료이다.

23 많은 이들이 사용한다.

24 과거에 사용한 경험이 있다.

25 문  정보를 제공한다.

26 이용자들에게 이벤트와 행사를 제공한다. 

27 사이트의 내용은 실시간 업데이트 된다.

28 련 사이트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29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30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31 자상거래(구매)가 가능하다.

32 내용이 흥미롭다.

33 사이트의 그래픽 이미지가 아름답다.

34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 

35 타인의 추천에 의해 사용한다.

2.3. P 표본

Q 방법론에서는 P 표본의 수에 따라 심층  연구

(Intensive Study)와 포  연구(Extensive Study)로 

구분할 수 있다[40][41][42][43]. 즉 심층  연구는 1명

의 연구 상자에게 상이한 상황을 부여한 후 상이한 

상황간의 계를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연구 성격에 

합한 1명만을 P 표본으로 선택하며, 포  연구는 

20명에서 50명의 P 표본을 하며, P 표본 추출과

정에서 무작  추출도 필수사항이 아니며, 다만 P 표

본들이 연구 주제와 련하여 표 , 포 이면 연

구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40][41][42][43].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P표본을 추출하고자 포털사이

트 이용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33명을 편의표집

하 다. 이  응답이 부실한 4명을 제외한 29명분의 

자료를 P 표본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

하 다. 

2.4. Q 분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연구방법에 해 개 으로 소개하고, 그림 1과 같이 

분류표에 강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9  척도상의 

공간에 각각의 Q 표본을 배치하도록 하 다. 아울러, 

연구 상자별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그들의 

일반  특성과 진술문의 배치 근거나 기 에 한 사

항을 심층면 을 통해 수집하 다.

강한 부정 보통 강한 정

-4 -3 -2 -1 0 +1 +2 +3 +4

-4 -3 -2 -1 0 +1 +2 +3 +4

-3 -2 -1 0 +1 +2 +3

-2 -1 0 +1 +2

-1 0 +1

0

0

 

그림 1. Q 분류표
Fig. 1 Q sorting table

2.5.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일련의 과정을 경유하 다. 

첫째, 표 2와 같이 P 표본에 의해 배치된 Q 표본의 

분포표상의 문항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부정하는 문항

에서 가장 정하는 문항 순으로 (-4)는 1 , (-3)은 

2 , (-2)는 3 , (-1)은 4 , (0)은 5 , (+1)은 6 , 

(+2)는 7 , (+3)은 8 , (+4)은 9 으로 수를 부여

한 후, 산 로그램에 입력하 다. 둘째, P 표본으로 

선정된 29명에 한 분류를 한 후, 아이겐 값

(Eigenvalue) 1.0이상을 기 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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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여 가장 이상 이라고 단된 유형을 선택하

으며, 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해서는 표 수

(Z-score)를 사용하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해 PC QUANL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Q 요인분석은 주요인 분석방법을 활용하 다. 

넷째, 각 유형별 특성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연구 상

자와의 면 내용을 활용하 다. 

표 2. 수배치
Table 2. Q-sorting

수
  1  2  3  4  5  6  7  8  9

(-4) (-3) (-2) (-1) (0) (1) (2) (3) (4)

카드수  2  3  4  5  7  5  4  3  2

Ⅲ. 연구결과

3.1. 노인의 포털사이트 선호 유형

본 연구의 분석결과, 포털사이트 선호에 한 노인

의 주  인식유형은 크게 1) 보편성, 성 추구

형, 2) 개인의 심사  흥미 추구형, 3) 사회  계 

추구형, 4) 편리성 추구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

었다. 각 유형별 연구 상자의 구성, 인자가 치  

개인  특성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체 연구 상

자 29명의 유형별 구성을 살펴보면, 제 1 유형에 7명, 

제 2 유형에 7명, 제 3 유형에 10명, 제 4 유형에 5명

이 분포되었다. 각 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 치를 

지니는 이들은 이들이 소속된 각 유형의 특성을 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 1 유형에서는 18번 연구 상

자, 제 2 유형에서는 3번 연구 상자, 제 3 유형에서

는 1번 연구 상자, 제 4 유형에서는 9번 연구 상자

가 각 유형의 형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4는 네 유형별의 아이겐 값과 변량을 통

해 각 유형의 설명력을 제시한다. 즉 제 1 유형은 

22.82%, 제 2 유형은 10.69%, 제 3 유형은 10.15%, 제 

4 유형은 6.58%, 체 으로는 50.24%의 설명력을 지

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유형별 P 표본의 구성  인자가 치
Table 3. Factor loadings and P sample 

유형 번호 인자가 치 연령 성별 결혼여부 최종학력

1

15 .9734 70 남 기혼 졸이상

16 1.4617 77 남 기혼 졸이상

18 1.9279 65 남 기혼 졸이상

21 .8608 76 남 기혼 졸미만

24 .8219 65 남 미혼 졸이상

26 .5964 65 남 기혼 졸이상

29 .8362 76 남 기혼 졸이상

2

3 2.2444 73 남 기혼 졸이상

6 .9442 76 남 기혼 졸이상

8 .8730 74 남 기혼 졸이상

13 1.3528 73 남 기혼 고졸이하

14 1.1753 74 남 기혼 졸이상

17 .8253 65 여 기혼 졸이상

20 .8433 68 남 기혼 졸미만

3

1 1.9517 68 남 기혼 졸이상

2 1.6093 77 남 기혼 졸미만

5 1.7404 73 남 기혼 졸이상

7 .7533 71 남 기혼 졸이상

10 .7938 70 여 기혼 졸이상

11 .3427 65 여 기혼 고졸이하

12 .8453 70 여 기혼 졸이상

22 .6805 65 남 기혼 졸이상

25 1.0236 65 남 기혼 졸이상

28 .4579 73 남 기혼 졸이상

4

4 1.1726 66 남 기혼 졸이상

9 2.4694 75 남 기혼 졸이상

19 .7703 68 여 기혼 졸이상

23 .4890 65 여 기혼 졸이상

27 .7589 77 남 기혼 졸이상

표 4. 네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Table 4. Eigenvalues and variances of four types

제 1 유형 제 2 유형 제 3 유형 제 4 유형

아이겐 값 6.6250 3.0994 2.9446 1.9095

변량 .2282 .1069 .1015 .0658

 변량 .2284 .3353 .4369 .5027

한, 표 5에서는 네 유형간 상 계분석을 통해,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각 유형간 

상 계수를 살펴보면, 제 1 유형과 제 2 유형은 .225, 

제 1 유형과 제 3유형은 .383, 제 1유형과 제 4 유형

은 .409, 제 2 유형과 제 3 유형은 .300, 제 2 유형과 

제 4 유형은 .127, 제 3 유형과 제 4 유형은 .225 등 

비교  낮은 수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네 유형이 각각 독립 인 성향을 지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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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Z값

29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2.00

23 많은 이들이 사용한다. 1.97

14 검색서비스 사용이 편리하다. 1.11

17 질의에 한 응답이 신속하다. -1.26

4 이용자의 피해 발생 시 구제 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1.50

3 익명성이 보장된다. -1.52

12 배 고가 다. -2.24

1 개인 신상에 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28

진술문 Z값

22 서비스 이용료가 무료이다. 1.81

5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1.21

23 많은 이들이 사용한다. 1.09

30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1.06

21 본인의 심사와 내용이 일치한다. -1.07

3 익명성이 보장된다. -1.70

1 개인신상에 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1.99

25 문  정보를 제공한다. -2.02

을 시사한다. 이 에서도 제 2 유형과 제 4 유형, 

제 1 유형과 제 2 유형이 가장 상호이질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형간 상 계
Table 5. Correlation between types

제 1 유형 제 2 유형 제 3 유형 제 4 유형

제 1 유형 1.000

제 2 유형 .225 1.000

제 3 유형 .383 .300 1.000

제 4 유형 .409 .127 .225 1.000

3.2. 노인의 포털사이트 선호 유형별 특성

다음의 표 6, 표 8, 표 10, 표 12는 각 유형별 가장 

정/부정하는 진술문  표 수(z-score)가 1.00 

이상 는 -1.00 이하인 항목을 제시하고, 표 7, 표 9, 

표 11, 표 13은 각 유형이 타 유형 비 차이가 큰 

진술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한 분석은 각 유형

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 본 연구

에서는 조사당시 기록한 응답자들의 분류의 기 이나 

사유에 한 부연설명을 활용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정리하 다.

3.2.1 제 1 유형 : 보편성, 성 추구형

제 1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정한 진술문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로 그 항목의 수가 

2.00 이었으며, 그 다음은 ‘많은 이들이 사용한다.’, ‘검

색서비스 사용이 편리하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

면에 가장 부정 인 반응을 보인 진술문은 ‘개인신상

에 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배 고가 

다.’,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용자의 피해 발생 시 구

제 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질의에 한 응답

이 신속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제 1 유형이 동의/반 하는 진술문(|Z|≥1.00)
Table 6.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1(|Z|≥1.00)

다른 유형과의 비교해서 차이가 큰 진술문은 표 7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동의

한 진술문은 ‘서비스 이용료가 무료이다.’의 항목의 

수가 1.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이용자의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많은 이들이 사용한다.’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반 한 

진술문은 ‘ 문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 신상에 

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 

‘본인의 심사와 내용이 일치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제 1 유형이 타 유형과 상이한 진술문(|Z|≥1.00)
Table 7. Items and Z-scores of type 1 greater and 

less than all others(|Z|≥1.00)

심층면 을 통해 제 1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개별 인 의견을 녹취록에 근거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찾는 걸 잘 알려주면 그만이지. 난 그 정도

면 충분해. 스포츠, 뉴스 이런 것 다 해결되니까... 안 

사람이 원하는 것도 내가 찾아주고 그러지. 여행갈 만

한 곳이나 음식  찾을 때도 좋고.. 에 있는 친구들

도 나라 비슷하게 OO사이트를 이용하던데.”(응답자 

18)

“주  사람들이 어느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는지 살

펴보면 내가 사용하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더라

고... 딱 집어 이야기 할 순 없어도 체 으로 뭔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지 않겠어.”(응답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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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Z값

34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 2.22

32 내용이 흥미롭다. 1.82

3 익명성이 보장된다. 1.57

1 개인신상에 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1.42

33 사이트의 그래픽 이미지가 아름답다. 1.41

30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1.39

35 타인의 추천에 의해 사용한다. 1.35

12 배 고가 다. 1.19

8 다른 매체와의 연계가 원활하다. -1.24

22 서비스 이용료가 무료이다. -1.49

7 서버연결이 원활하다. -1.52

9 도메인주소가 쉽다. -1.60

14 검색서비스 사용이 편리하다. -1.62

19 세  간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다. -1.68

“가입이나 탈퇴 복잡하지 않고 부분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니 그 정도면 되지 뭐.”(응답자 15) 

“내가 컴퓨터 문가도 아니고, 뭐 보안이니 가입

기 이니 그런 것 매우 귀찮아, 난 숨길 것도 없는

데... 그냥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것 아

니야?”(응답자 29) 

“가입이나 탈퇴 복잡하지 않고 부분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니 그 정도면 되지 뭐.”(응답자 15)

“가만히 있어도 뉴스 같은 것 그때 그때 새롭게 바

니 좋잖아요.”(응답자 24)

이처럼 제 1 유형은 주변의 주요 참조 집단이 사용

하는 포털 사이트를 공유하고, 가장 선호 포털 사이트

를 선택에서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조하는 특

성을 지니며, 일반  상황에 한 기  수 의 정보 

취득을 주된 목표로 하며, 개인 신상이나 익명성에 

한 보장 등에 해서는 별다른 심이나 주 를 기울

이지 않는 성향을 지닌다. 이에 본 유형은 ‘보편성, 

성 추구형’으로 명명하 다.

3.2.2. 제 2 유형: 개인의 심사  흥미 추구형

제 2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정한 진술문은 

‘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로 항목의 수가 2.10

이었으며, ‘내용이 흥미롭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이트의 그래픽 이미지가 아름답다.’, ‘

문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의 

항목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가장 이견을 보인 진

술문은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세

간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가 

무료이다.’, ‘이용자의 피해 발생 시 구제 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서버연결이 원활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제 2 유형이 동의/반 하는 진술문(|Z|≥1.00)
Table 8.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2(|Z|≥1.00)

제 2 유형에서 다른 유형과의 비교해서 차이가 크

게 나는 진술문은 표 9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정한 진술문은 ‘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의 항목의 수가 2.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내용이 흥미롭다.’, ‘익명성이 보장된다.’, 

‘개인 신상에 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정확

한 정보를 제고한다.’, ‘타인의 추천에 의해 사용한다.’, 

‘배 고가 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반 한 진술문은 ‘세 간의 공감 를 형성

할 수 있다.’, ‘검색서비스 사용이 편리하다.’, ‘도메인

주소가 쉽다.’, ‘서버연결이 원활하다.’, ‘서비스 이용료

가 무료이다.’, ‘다른 매체와의 연계가 원활하다.’의 순

으로 나타났다. 

표 9. 제 2 유형이 타 유형과 상이한 진술문(|Z|≥1.00)
Table 9. Items and Z-scores of type 2 greater and 

less than all others(|Z|≥1.00)

번호 진술문 Z값

34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 2.10

32 내용이 흥미롭다. 1.74

29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1.37

33 사이트의 그래픽 이미지가 아름답다. 1.31

25 문  정보를 제공한다. 1.25

30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1.24

7 서버연결이 원활하다. -1.10

4 이용자의 피해 발생 시 구제 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1.38

22 서비스 이용료가 무료이다. -1.54

19 세  간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다. -1.84

5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1.93



노인의 포털사이트 선호 유형에 한 연구

 719

심층면 을 통해 제 2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개별 인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텔 비 에 나오는 것 보고 알게 되어 처음 들어

가게 되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주 에서 인터

넷에 해 한번 말해서는 잘 알아듣지 못해.. 근데 텔

비 이나 신문에 계속 나오니까 여러 번 듣게 되어 

사용하게 되었지.”(응답자 3)

“ 은 사람들과 인터넷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 사실 요즘 애들이 나이 먹은 

우리 같은 노인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지 않

겠어?”(응답자 13) 

“나는 내가 원하는 몇 곳 밖에 사용 안 해... 건강, 

여행, 스포츠 뭐 그런 것.”(응답자 14)

“돈 주고도 필요한 건 알아야지, 화로 해도 다 

돈 내야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좋잖

아.”(응답자 6)

“우선 우리 노인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진 인

터넷(포털)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용이 재미있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 보게 되는 

것 같아. 요즘 많잖아 재미있는 것 들. 난 인터넷으로 

시간을 때우기도 하는데 재미있고, 궁 하던 것 알게 

되면 좋더라고.. 그리고 모양도 쁘고...”(응답자 17)

이상과 같이 제 2유형은 기존이 주로 정보를 얻던 

매체를 통해 포털사이트를 선택하게 되며, 개인의 

심사나 흥미를 유발하거나 충족시켜 주는 내용이나 

형식 으로는 아름다운 미  구성 등이 매우 요한 

선호의 기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 제 

1 유형에 비해 이 유형에 속한 이들은 비교  많은 

이들이 자신이 심을 지니는 구체 / 문  분야를 

제시하고 있어 본 제 2 유형은 ‘개인의 심사  흥

미 추구형’으로 명명하 다.

3.2.3. 제 3 유형 : 사회  계 추구형

제 3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

를 제공한다.’의 항목의 수가 2.3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 문  정보를 제공한다.’, ‘세 간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다.’, ‘직, 간 인 사회공헌활동을 가

능  한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가장 부정한 

진술문은 ‘이용자의 피해 발생 시 구제 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배 고가 다.’, ‘이용자의 불만사

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제 3 유형이 동의/반 하는 진술문(|Z|≥1.00)
Table 10.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3(|Z|≥1.00)

번호 진술문 Z값

29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2.32

25 문  정보를 제공한다. 2.30

19 세  간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다. 1.50

18 직, 간 인 사회공헌활동을 가능  한다. 1.15

5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1.68

12 배 고가 다. -1.85

4 이용자의 피해 발생 시 구제 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2.01

다른 유형과의 비교해서 가장 차이가 나는 진술문

은 표 1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

게 동의한 진술문은 ‘세 간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

다.’의 항목의 수가 2.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은 ‘ 문  정보를 제공한다.’, ‘직, 간 인 사회공헌

활동을 가능  한다.’, ‘이용자들에게 이벤트와 행사를 

제공한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이견을 지닌 

진술문은 ‘사이트의 그래픽 이미지가 아름답다.’, ‘ 씨

를 읽기 편리하다.’, ‘ 기 화면의 디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었다.’, ‘회원가입 차가 간소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제 3 유형이 타 유형과 상이한 
진술문(|Z|≥1.00)

Table 11. Items and Z-scores of type 3 greater and 
less than all others(|Z|≥1.00)

번호 진술문 Z값

19 세  간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다. 2.78

25 문  정보를 제공한다. 1.79

18 직, 간 인 사회공헌활동을 가능  한다. 1.57

26 이용자들에게 이벤트와 행사를 제공한다. 1.48

29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1.13

10 회원가입 차가 간소하다. -1.00

13 기 화면의 디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었다. -1.11

6 씨를 읽기 편리하다. -1.11

33 사이트의 그래픽 이미지가 아름답다. -1.25

제 3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설문이외에 개별

으로 자신의 의견을 토로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야

기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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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우리 애들하고 떨어져 살다보니 인터넷을 자

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메일도 주고받고 가족 카페

를 만들어 사진도 보고 이야기를 나  수 있어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응답자 1) 

“나는 궁 한 이 있으면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물어보거든. 그럼 답변이 빨리 올라와 궁 한 것이 풀

릴 때가 많아. 내가 질문을 하면 답변해  사람이 고

마워서 인지 나도 다른 사람 질문에 답을 달아주기도 

해. 뭐 상부상조하는 것 아니겠어.” (응답자 2)

“인터넷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보가 있는 포털사이트에 자주 들어가 기부도 

하고 주  사람들에게 추천도 해.”(응답자 5)

“나이와 상 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이다 보니,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내 

고향에 해 사진과 을 올리니 많은 사람들이 호응

하는 것 같아... 답  달리는 것 보는 재미도 있어요. 

내가 운 하는 카페에 많이들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응답자 12)

“내 읽고 싶은 책이나 사고 싶은 것들에 해 다른 

사람들 평이 있으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동호회도 많이 참여하는데, 동호회 회원들과 실

제(오 라인)로 만나기도 해요.. 낚시 동호회인데 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만나 낚시를 간 도 있죠. 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생긴 것이죠... 나이든 사람

뿐 아니라 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 수도 있었죠....”(응답자 25)

그 밖에도 제 3 유형의 응답자들은 친구를 많이 사

귈 수 있는 공간으로, 은 세 와의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사회 참여의 장으로 포털

사이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유형은 ‘사회  계 추구형’으로 명명하 다. 

3.2.4. 제 4 유형: 편리성 추구형

제 4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정한 진술문은 

‘검색서비스 사용이 편리하다.’로 항목의 수가 2.14

으며, ‘도메인주소가 쉽다.’, ‘ 씨를 읽기 편리하다.’, 

‘친지 는 동료들이 사용한다.’, ‘서버연결이 원활하

다.’, ‘메뉴의 배치가 편리하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부정 인 반응을 한 진술문은 ‘이용자의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용자들에게 이벤트와 

행사를 제공한다.’, ‘배 고가 다.’, ‘세  간의 공

감 를 형성할 수 있다.’,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이 용

이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제 4 유형이 동의/반 하는 진술문(|Z|≥1.00)
Table 12.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4(|Z|≥1.00)
번호 진술문 Z값

14 검색서비스 사용이 편리하다. 2.14

9 도메인주소가 쉽다. 1.90

6 씨를 읽기 편리하다. 1.65

20 친지 는 동료들이 사용한다. 1.56

7 서버연결이 원활하다. 1.01

11 메뉴의 배치가 편리하다. 1.00

15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이 용이하다. -1.13

19 세  간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다. -1.13

12 배 고가 다. -1.31

26 이용자들에게 이벤트와 행사를 제공한다. -1.68

5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2.04

다른 유형과의 비교해서 가장 차이가 나는 진술문

은 표 1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

게 동의한 진술문은 ‘도메인 주소가 쉽다.’, 그 다음은 

‘검색서비스 사용이 편리하다.’, ‘ 씨를 읽기 편리하

다.’, ‘서버연결이 원활하다.’, ‘본인의 심사와 내용이 

일치한다.’, ‘메뉴의 배치가 편리하다.’, ‘친지 는 동

료들이 사용한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부정한 진술문은 ‘이용자들에게 이벤트와 

행사를 제공한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이 용이하다.’, ‘내용이 흥미롭

다.’, ‘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 ‘타인의 추천에 

의해 사용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Q표본의 질문에 한 응답한 근거로 

제시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만 있으면 하루 종일 심심한지 모르고 살

아. 그만큼 나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거든. 나처럼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검색 서비스가 무엇

보다 요해. 속도가 느리면 답답하지. 내가 성격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응답자 4)

“포털사이트 주소가 쉬운 곳만 자주 들어가. 근데 

요즘은 어말고 한 로 쳐도 쉽게 들어가게 해놓아

서 참 좋은 것 같아. 무엇보다도 복잡한지 않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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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어야 좋지. 씨도 무 작으면 보기도 

힘들고...” (응답자 9)

“나는 ▵▵ 사이트 구성이 좋은 것 같아. 내가 자

주 이용하는 것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응답자 19)

“찾고자 하는데 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좋지 않

아. 그리고 입력하지 않고 메뉴에서 찾아서 볼 수 있

는 것들이 더 이용하기 편리한 것 같아.”(응답자 27)

표 13. 제 4 유형이 타 유형과 상이한 
진술문(|Z|≥1.00)

Table 13. Items and Z-scores of type 4 greater and 
less than all others(|Z|≥1.00)

번호 진술문 Z값

9 도메인주소가 쉽다. 2.12

14 검색서비스 사용이 편리하다. 1.80

6 씨를 읽기 편리하다. 1.64

7 서버연결이 원활하다. 1.54

21 본인의 심사와 내용이 일치한다. 1.25

11 메뉴의 배치가 편리하다. 1.12

20 친지 는 동료들이 사용한다. 1.03

35 타인의 추천에 의해 사용한다. -1.10

34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 -1.48

32 내용이 흥미롭다. -1.51

15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이 용이하다. -1.60

29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1.70

26 이용자들에게 이벤트와 행사를 제공한다. -1.75

이와 같이 제 4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찾기 편

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포털사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유형은 ‘편리성 추구형’이라 명명하게 되었

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포털사이트 선호에 한 노인의 주  

인식 유형을 Q 방법론에 통해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 다. 본 연구에서는 35개의 Q 표본과 

65세 이상 노인 29명으로 구성된 P 표본을 통해 1) 

보편성, 성 추구형, 2) 개인의 심사  흥미 추

구형, 3) 사회  계 추구형, 4) 편리성 추구형이라는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하 으며, 본 장에서는 각 유형별 

특성에 따른 노인의 포털사이트 증진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보편성, 성 추구형은 포털사이트가 노인

에 있어서도 여타 연령집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객 으로 구에게나 통용되고, 활용되는 보편성, 

공유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바를 시사한다. 

둘째, 개인의 심사  흥미 추구형에 있어서는 

포털사이트가 보편성과 함께 노인 개개인이 지니는 

고유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 이고 문

인 정보의 확보 한 요하다는 바를 시사한다. 이를 

해서는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는 노인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마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

며, 이와 함께, 노인에 합한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포털사이트의 마련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셋째, 사회  계 추구형은 노인에 있어서도 포털

사이트가 정보의 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  계의 형

성  발 시켜나가는데 있어서도 그 역할을 지니는 

바를 시사한다. 그러므로 노인이 다양한 동호회나 커

뮤니티를 제작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지원이나 

홍보 노력도 요하리라 단된다. 

넷째, 편리성 추구형은 포털사이트가 형식이나 내

용에 있어서 노인 상 타당성을 지니고 활용할 수 있

는 편의장치의 마련을 구한다. 상 으로 신체 , 

인지  기능이 조할 수 있는 노인에 있어서는 이들

의 참여도, 활용도,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이들의 

정보 근  참여를 해하는 요인을 해소하는 노력

이 요청된다. 이들의 제한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청각, 시각 인 측면의 추가/보조장치뿐 아니라, 노인

의 연령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용어나 컨텐츠, 형식

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이러한 제언과 함께,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통해 

포털사이트 선호에 한 노인의 주 인 인식 유형

을 탐색  수 에서 고찰하고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지님을 인정한다. 단, 본 연

구는 노인에 있어서 포털사이트를 선호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요하게 작용하는지를 탐색하고, 유형화하

여, 그 성격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으려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탐색 내용을 기 로 

다수를 연구 상자로 하여 보다 보편타당한 용

이 가능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실증  연구가 진

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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